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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통합지원 실천의 지역사회변화 인식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 ‘시소와그네’ 사례를 중심으로

홍  미 라

(전주 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기개입과 교육․복지․의료의 통합지원을 통해 기회균등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

는 영유아통합지원 실천 참여자의 지역사회 실존적 경험에서 발견한 지역사회변화 인식을 보는 것이

다.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 인식을 사진을 통해 공유하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사업 참여 전의 지역사회는 ‘무장소의 발견’(주눅 들어 웅크리고 살아야 하는 의미 없는 공간, 우리 

동네) 이었다. 하지만 영유아통합지원 실천을 통해 ‘다시 뿌리내리기’(You are not alone)를 경험한

다. 이는 본 실천을 통해 ‘양육품앗이’ 공동체 체험을 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이

었다. 실천경험의 결과 연구 참여자에게 지역사회는 교육․복지․의료자원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장소, 

즉 ‘장소성의 회복’(내 안에 피어난 새로운 장소, 우리동네)을 경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개입의 영유아통합지원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포토보이스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지역사회에 대한 반성적 고찰단계, 재정착 단계, 장소성 회

복 단계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사회변화 실천주체인 ‘양육품앗이’조직의 중요성과 사회자본 형성

노력 또한 제기한다. 

주제어: 영유아통합지원 실천, 포토보이스, 지역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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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기개입 그리고 교육․복지․의료체계의 통합지원을 통해 기회균등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부정적

인 아동발달 문제를 최소화하고 빈곤의 물림을 막고자 한 유아통합지원 실천은(이봉주, 2005; 이

봉주 외, 2013; 장혜림, 2012) 일회적이고 단발성의 시혜적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던 아동복지실천에 

있어서 차별화된 개입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황혜정, 2014).

전통적으로 유아통합지원 실천은 조기개입과 동시에 양육환경변화를 위한 가족개입 방법을 사용

한다. 따라서 실천의 효과성도 아동변화(황혜정, 2014; 방경숙 외, 2008; 전연진 외, 2011; 홍순혜 외, 

2013; Congressional Digest, 2014; Gray and Francis, 2006)와 함께 가족변화(허남순 외, 2012; 홍순

혜 외, 2013; 전연진 외, 2013; 이수림·이자 , 2011; 전연진 외, 2011; Malin and Morrow, 2009; 

Edwards, 2014; Jupp, 2013)를 보고한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 빈곤가정이 지닌 복합적 문제의 특성상 아동, 가족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봉주 외, 2013)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사회에서만의 주장은 

아니며 외국의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CCIs)과 지역사회개

발관련 실천(Berlin et al., 외, 2001; Roundtable on Roundtable on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1997; MacNeill, 2009; Brown and Richman, 1997)이 이에 해당

된다. 이들 연구는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의 교육․의료․복지체계 간 네트워크 형성의 유효성

과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실천방식과 차별화 할 수 있

다. 첫째, 기존의 방식이 개별 유아와 가족의 욕구 기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면, 지역사회개입을 통한 유아통합지원 실천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

들이 주체가 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전달체계 자체의 변화를 꾀하기 때문

에 변화성과를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개입의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궁극적 목표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도 가져오고

자 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개입을 시도한 유아통합지원 실천에 착목하 다. 이러한 사

례로는 국내의 ‘시소와그네’ 사업이 몇 가지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본 사례는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조직 및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 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 양성을 위한 가족지지망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결과 만들어진 ‘양육품앗이’조직을 중심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 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지역사회개입으로 인한 변화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협력네트워크 형성, 정책 및 제도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1)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시소와

1) 지역사회변화 인식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변화 내용은 다른 연구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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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사업 당사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실존적 경험에서 발견한 지역사회변화 인

식을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개입 전략에서 협력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지역정책과 제도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당사자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사회변화 인식을 보는 이유는 지역사회변

화 전의 지역사회에 한 인식을 통해서는 지역사회에 한 회고적 성찰을 할 수 있고, 이후 변화 후

의 지역사회에 한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의미와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이를 통

해 변화의 주도성(initiatives)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사진을 통해 공유하는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김경오․이규일, 

2013; 전정식 외, 2013; 이원지․장승희, 2013; 이재희 외, 2012; Wang and Burris, 1997; Wang et. 

al., 1998; Wang, 2006)을 사용하 는데, 그 이유는 포토보이스 방법이 개인의 문제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공(Catalani and Minkler, 2010)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변화(Wang, 

2006)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개입을 한 유아통합지원 실

천 참여자의 지역사회 실존적 경험에서 발견한 지역사회 변화에 한 인식을 보는 것이다. 연구기간

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 4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시소와그네’ 사업 센터 7개소

(2013년 5월 현재) 중 6개소의 사업 참여자 총 6명이다. 

아직 초동 단계에 있는 유아통합지원 실천성과 중 지역사회변화를 보고자 한 본 연구는 지역사

회 개입의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과 지역사회기반조사(community-based 

research) 방법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소와

그네’ 사업만을 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유아통합지원 실천

의 지역사회변화 인식에 한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통합지원 실천관련 문헌고찰

1) 영유아통합지원 실천

(1) 영유아통합지원 실천의 필요성과 효과성

유아통합지원 실천은 조기개입과 통합적 실천, 그리고 가족개입을 동시에 설계한 기존의 일회성, 

단발성, 시혜성 위주의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과 차이를 갖는다(황혜정, 2014). 저소득층 유아를 

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 기회균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점, 교육과 복지 및 의료의 통합적 실천

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꾀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동복지실천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아 가족에 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 점에서도 아동만을 상으로 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특히 가족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유아 발달이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태

도(Edwards, 2014), 가족기능,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장혜림, 201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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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목표 상 서비스 효과

스타트

· 소득 유아의 

반  발달 향상

·가족기능강화를 통

한 양육행동 향상

0-12세 빈곤아

동과 가족

·읽기능력향상, 건강한 식습

·아동의 사회  축감 감소, 우울  불안

감 감소, 학습습  향상

·양육스트 스 감소, 양육행동 향상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 인지, 

정서상태 향상

·가족기능  정서상

태 정  변화

0-12세 빈곤아

동과 가족

·아동의 건강증진행동 증가

·아동의 사회성, 안녕감, 자기유능감, 자아

존 감 향상

·부모의 양육스트 스감소, 심리  안녕감 

증가, 우울감 감소, 가족기능 증가

<표 1>  유아통합지원 실천 로그램

유아 어머니의 우울은 강압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할 요소이다(Cummings and Kouros, 2009). 

유아통합지원 실천은 1960년  미국에서 시작된 Head Start (Congressional Digest, 2014; 

Hillemeier et al., 2012; Edwards, 2014) 운동과 국의 Sure Start(Carpenter et al., 2007; Coe et al.,  

2007; Gray and Francis, 2006; Jupp, 2013; MacNeill, 2009; Malin and  Morrow, 2009; Rutter, 

2006) 운동이 양  산맥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2) 그리고 미국의 United Way의 ‘Success 

By 6’(이봉주 외, 2013) 등이 있다. 

국내의 유아통합지원 실천사례로는 2004년에 시작된 ‘위 스타트(We Start)’ 운동(방경숙 외, 

2008; 허남순 외, 2012; 홍순혜 외, 2013; 황혜정, 2014), 뒤이어 2006년 시작한 ‘드림 스타트(Dream 

Start)’ 운동(이봉주, 2010; 이수림·이자 , 2011; 전연진 외, 2011; 전연진 외, 2013), 그리고 2007년 

시작한 ‘시소와그네’ 사업(이봉주 외, 2013)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효과성은 아동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3) 아동의 변화

로는 인지, 언어발달이나 습관, 태도의 변화와 같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능력의 향상(황혜정, 

2014)과 아동건강 증진(방경숙 외, 2008)을 들 수 있다(전연진 외, 2011; 홍순혜 외, 2013; 

Congressional Digest, 2014; Gray and Francis, 2006). 

가족의 변화로는 양육방법의 변화나 학  감소,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긍정적 변화와 같은 부모의 

양육환경 및 능력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허남순 외, 2012; 홍순혜 외, 2013; 전연진 외, 2013; 이수

림·이자 , 2011; 전연진 외, 2011; Malin and Morrow, 2009; Edwards, 2014; Jupp, 2013).

이상의 유아통합지원 실천관련 논의를 목표, 상 및 서비스 효과성을 중심으로 <표 1>에 정리하

여 제시하 다.

2) 이 두 운동이외에도 캐나다의 Fare Start, 호주의 Best Start 운동이 있다(황혜정, 2014). 하지만 본 
연구는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성과 중 아동이나 가족의 변화성과에 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긍정적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지만 Rutter(2006)의 연
구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효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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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Start

·부모역량강화 ․효능

감 증

·학교생활의 토

·가정-학교-지역사회 

트 십 개발

3~4세 모든 

아의 가족

연방빈곤선이하

+공공부조수

자

·유아: 읽기기 , 쓰기기 , 어휘력 증진, 

문제행동/과잉행동 감소, 자녀의 건강상태 

양호해짐. 부모의 양육기술 증진

·고등학교 졸업률, 학입학률, 소득, 비행 

등에서 장기 인 효과

Sure Start

·교육과 보육 등 포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강화

국 내 하  

20% 계층이 살

고 있는 지역의 

0-14세(특수교육

이 필요한 16세

까지)아동

· 유아․가족, 지역사회의 변화

·높은 방 종률, 낮은 사고율 사회성 발

달 증진, 높아진 독립성과 자아통제감

·양육태도의 정 인 변화, 유아․가족을 

한 서비스 지원율 높음.

·지역사회: 유아 수의 증가, 정부보조  

가구 수 감소, 지역 범죄, 불법행  감소

Success By 6

·보건· 양·교육지원

·동등한 출발선 보

장: 입학 비지원

· 유아․가족 기능강

화→지역사회향상

소득 0-6세/

임산부

·학교 갈 비에 해당하는 읽기, 셈하기 능

력의 향상

·고등학교 졸업률, 의료보험 가입률, 방

종률, 학교입학 수, 자아존 감, 자기통제

력 향상 등

(2) 영유아통합지원 실천에서의 지역사회 개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통합지원 실천은 전통적으로 아동에 한 조기개입과 양육환경변화

를 위한 가족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가령 범죄율의 감소라든가 소득의 증  등의 지역사회변화 성과

가 있어도 이를 장기적 성과(이봉주 외, 2013)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지역사회변화의 시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 빈곤가정의 복합적 문제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기 위

해서는 아동과 부모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이봉주 외, 

2013).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설계된 사례가 ‘시소와그네’ 사업이다.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CCIs)과 지역사회개발관련 실천이다(Berlin et al.,  2001; Roundtable on Roundtable on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1997; MacNeill, 2009; Brown and 

Richman, 1997).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은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지역사회의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이웃기반 실천이다. 이러한 접근전략에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

한 지역사회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하위체계의 협력을 도모하며,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문제해결

의 협력적 주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협력의 네트워크에서는 변화를 위한 협력계획 수립, 실행, 지

역사회 변화와 변화노력의 지속을 위한 제도화까지를 목표로 한다(Roundtable on Roundtable on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1997). 따라서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경우 조기개입과 동시에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 접근이 유용하 음을 보고하고 있다(Berlin et al.,  

2001). 

지역사회개발관련 실천은 지역사회개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협력과 파트너십형성을 유아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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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실천에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MacNeill(2009)은 지역사회개발관점에서 유아의 부모들과의 파

트너십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Brown과 Richman(1997)

은 지역사회보다 작은 단위인 근린지역(neighborhood) 단위에서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유아통합지원 실천에서의 지역사회개입은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아동양육의 중요한 

환경으로써 지역사회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의 변

인인 부모와 지역사회 내 주체들이 유아 복지를 이슈화하고 정책의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개입을 유아통합지원 실천에 함께 설계한 ‘시소와그네’ 사례를 연구 상

으로 삼은 본 연구는 지역사회개입의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2) ‘시소와그네’ 사례 개요4)

‘시소와그네’ 사업은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인 ‘시소와그네 유아통합지원사업’

으로 시작되었다. ‘시소와그네’ 사업은 0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를 상으로 유아에 한 조기개입

을 통해 저소득·빈곤가정 유아의 인적자본 개발을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어 민·관 협력을 통해 2008년 5개 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서울마

포구, 전중구, 경북구미시, 전북군산시, 경기의정부시, 서울강북구, 서울관악구, 서울중랑구, 인천연

수구, 충북청주시, 부산 도구 등의 11개소의 지역센터가 개소되었다. 사업의 총 예산은 177억원으로 

6년간 지원되었다.

사업의 방향은 유아통합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방적 서비스, 유아와 그 가족의 욕구에 기

반한 맞춤형 서비스, 유아와 가족의 건강과 보육(교육), 복지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식에 있어서는 유아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과 각 지역 

센터는 거점(hub) 역할을 통해 지역 내 주민, 자원,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조달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도록 하 다. 

‘시소와그네’ 사업의 참여주체와 운 방식에 한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소와그네’ 사업은 지역사회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입의 내용은 첫째, 사업의 

발주 및 관리운 의 주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지만 지자체의 센터운 의 지원을 정책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둘째, 통합적 사례관리를 도 있게 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복지·보육과 교육 등의 복지

자원 간 네트워크 실천을 독자적 역으로 설정하 다. 셋째, 유아 부모를 양육환경의 주체로 세우

기 위해 조직화 사업을 하 다. 다른 유아통합지원 실천이 프로그램 중심의 실천이면서 개별 클라

이언트의 욕구기반 통합사례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시소와그네’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하는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 유아를 위한 문제해결의 협력계획

수립, 실행을 함께 추진하 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위한 지자체 재

4) ‘시소와그네’ 사례 개요는 시소와그네 유아통합지원센터(2010)와 이봉주 외(2013), 그리고 ‘시소와
그네’ 홈페이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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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과 그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하 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역사회변화 운동이 실무자 중심이 

아닌 유아 부모의 조직화를 통한 주체세력화에 힘썼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 실천사례라 할 수 있다.

    자료출처: 이봉주 외(2013), 2.

<그림 1>  ‘시소와 그네’ 운 방식

3. 연구 방법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사진을 통해 공유하는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

하여 유아통합지원 실천 참여자의 지역사회 실존적 경험에서 발견한 지역사회변화 인식을 보는 것

이다. 연구내용은 연구 참여자 당사자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의미와 참여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에 

한 인식이다. 이에 따른 포토보이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사업 참여 이전의 지역사회는 당신과 당

신의 자녀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다. 이는 유아통합지원 실천 참여전의 연구 참여자의 지역사

회에 한 실존적 경험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사업 참여 경험으로 

발견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현재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지역사회는 어

떤 곳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지역사회 변화에 한 실존적 경험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240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 4 호

2) 연구 기간 및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시소와그네’ 사업의 주 양

육자인 유아의 어머니이다. 참여자 선정은 전국의 7개 센터 중 지역적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한 1개

소를 제외한 6개 각 센터의 사업 참여자 6인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조건으로 디지털카메라를 활

용한 사진촬 이 가능하고 촬 한 사진파일의 저장과 사진에 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

다. 

나이(만) 사업참여 연도 거주기간
자녀연령

(사업 참여시 )
자녀수

A 37 2011 25년 3세 2명

B 43 2012 2년 1세 2명

C 39 2009 11년 5세/3세 2명

D 43 2010 3년 4세/1세 2명

E 45 2009 23년 5세 2명

F 43 2009 14년 4세 3명

<표 2>  연구 참여자 

3)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Wang과 Burris에 의해 처음 개발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참여적 실행연구이다. 포토보이스 연구

과정은 특정 사진기술을 활용해 연구 참여자의 지역을 정의하고, 표하며,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Wang and Burris,  1997).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의 목표는 첫째, 연구 참여자가 지역의 강점과 관심

사를 기록하고 숙고하는 것, 둘째, 사진을 활용하여 소그룹 토론을 하고 이 토론을 통해 지역의 중요

한 이슈에 해 비판적 논의와 지식을 촉진하는 것, 셋째, 정책입안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토보이스는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한 참여자의 목표, 집단, 그리고 여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를 통한 장점은 기존의 사정된 욕구들을 지역참여자와 함께 연결하는 것에 있다.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의 장점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연구자는 기존의 세계관과는 다른 실제 삶을 

위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포토보이스는 시각적 상이라는 매우 강

력한 의미를 담는 도구인 사진을 통해 설명적 위임성을 갖는다(김경오․이규일, 2013; 이재희 외, 

2012). 셋째, 포토보이스 과정은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의 창의성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이다(전정식 외, 2013; 김경오․이규일, 2013; 이원지․장승희, 2013). 넷째, 연구방법 자체가 여러 지

역사회의 행동에 관한 현장의 표집을 용이하게 한다(Wang, 2006; 이원지․장승희, 2013; 전정식 외, 

2013).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는 환경(순간과 생각만큼)은 전문적인 연구자에게는 접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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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 방법은 지역 참여자에게 욕구사정과 프로그램 개입 사이

의 기간 동안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포토보이스는 참여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각자의 

생각들, 혹은 사정과정에 함께 있는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들을 가져오게 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사진

을 찍음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얻는데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이재희 외, 2012). 

4) 포토보이스 자료 수집5)

포토보이스 자료는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실행, 포토보이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김

경오·이규일, 2013)를 통해 수집한다.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은 연구목적 및 과정, 연구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것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신뢰형성과 친 감을 쌓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토보

이스라는 연구방법론에 친숙해지는 것에 주력하 다. 

포토보이스 실행은 사진이 사고나 의미를 함축한 표현도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사진 촬 으

로 연구에 참여한다. 포토보이스는 회고적 계획평가 방법으로 사용된다. 즉 기준선(지역사회변화 운동 

전)과 진행경과 및 성과(지역사회운동 후)의 시간적으로 구분된 지역의 시점으로 구성된다(Wang 

and·Burris,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도 포토보이스 실행을 2회 진행되었다. 첫 번째 포토보이스 인터

뷰는 연구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는 ‘시소와그네’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의 지역사회의 

모습을 촬 해오도록 하 다. 또한 성과평가 측면인 두 번째  포토보이스 인터뷰는 지역사회변화 인

식으로 사업 참여 이후 지역사회가 변화한 사진을 촬 하고 스스로 변화에 해 논의하도록 하 다. 

연구 질문은 1차, 2차 각 세 개씩 제시하 다. 다만, 본 연구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회

고적 방법을 담은 연구 질문을 사용하여 기준선에 관한 촬 을 하 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연구주제에 해

서 항상 생각할 것, 카메라와 관찰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닐 것, 일상생활에서 주제를 연상시키는 장면

을 발견하면 바로 촬 할 것, 촬  후 관찰노트에 사진촬  시간, 장소, 사진의 의미 등을 기록할 것 

등이 그 과제이다. 그리고 촬 한 사진은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각 주제 당 10장의 사진을 선정

하여 가져오도록 하 으며 사진에 해서 센터 실무자와 사전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 다.

포토보이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간 사진에 한 의미 공유가 되며 이 과정이 비판적 

자기 숙고의 경험이 되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게 된다(Wang et al., 1998). 이때 연구자는 

사진을 통한 깊은 소통의 경험을 한다(Wang, 2006; 이재희 외, 2012; 김경오·이규일, 2013). 본 연구

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1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진행하 다. 연구 참여자는 각 질문 별로 촬 한 

10장의 사진 중 가장 응답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장~5장을 연구 참여자 자신이 직접 우선

5) 포토보이스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자는 ‘시소와그네’ 사업 관련 다양한 기록물 즉, 사업자료 및 
사업 당사자의 인터뷰자료, 실무자 기록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숙지하 다. 방 한 양의 자료는 
본 연구자를 포토보이스 연구실행자로서의 도구화하는 것으로만 사용하 을 뿐, 본 연구에는 사용하
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포토보이스 연구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사진을 통한 새로운 자료 생성을 원칙
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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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인터뷰 시간 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 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선정한 사진들은 인터뷰 시간에 프로젝터로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1회 당 3시간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실시하

고 전사본을 작성하 다. 

5) 포토보이스 자료분석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사진을 연구참여자 자신의 사고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보

기 때문에 포토보이스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가 촬 한 사진에 한 설명, 참여자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서로 소통한 사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 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Van-manen의 공간해석 관점, 

장소성의 관점, 생물 지역주의적 관점을 사용하 다. Van-manen의 공간해석 관점은 하이데거의 현상

학에 기초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상황, 생활세계에서 체험하는 신체, 관계, 공간, 시간이라는 네 가지 

실존체에 주목한다. 특히 Van-manen은 이들 체험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갖는 ‘드러냄

의 과정’을 중요하게 보았다(김선민 외, 2013). 따라서 이들이 체험한 공간성에 집중하여 자료를 분석

하 다. 둘째로는 건축학, 지리학, 현 미술 등에서 사용하는 ‘장소성’에 한 관점을 견지하 다(문혜

진, 2011). 셋째, 지역사회에 한 연구 참여자의 공간해석은 동식물의 서식지 정착과 적응, 이동 등을 

연구한 생태주의적 관점 특히 문순홍의 생물 지역주의적 관점을 취하 다(이상헌, 2011).6)

4. 포토보이스 연구결과7)

1) 무장소성(non-place)의 발견: 주눅 들어 웅크리고 살아야 하는 의미 없는 공간, 

우리 동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한 남성과 결혼하여 정착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조건에 놓인 한 남성의 

인생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을 통해 거주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이

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밑바닥 인생이 되어 거친 동네에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 자녀의 출산은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미워했던 부모로부터 그토록 독립을 

원했으나 ‘떨어져 나간 탯줄’임을 알지만 ‘엄마의 주변에 다시 둥지를 틀게 된다.’ 이들에게 ‘지역사회

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지역사회가 나를 방치하는 느낌’마저 들게 된다. 마치 ‘무덤처럼’ 삭막

6) 자료분석에 사용한 세 가지 관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 할애의 어려움이 있어 참고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연구결과는 이봉주 외(2013)에 실린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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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이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나의 작은 공간인 우리 집은 육아와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라

는 또 다른 삶의 굴레 때문에 감옥처럼 다가온다.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들에

게 지역사회는 ‘철창 문 밖에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1) 밑바닥 인생이 되어 거친 동네에서 살아내기

어렵사리 구한 집은 곰팡이 냄새와 겨울이면 어는 수도, 그리고 비어 있어도 주차할 수 없는 기득

권에 눌린 공간,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공간 우리 동네! 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조건 속에서 일해야 하는 남편의 조건을 고려한 둥지 틀기’이다. 이곳은 ‘계층이 응축되어 녹아 

있는 거친 공간(모든 곳이 지뢰밭)이다. 그런데 그 속에 내 집이 있다.’ 

“이사를 가서 보니깐 문을 열어보니깐 곰팡이냄새가 나고 벽지도 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구요. 돈 모아서 빨리 이사를 가라... 수도도 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말 너무너무 슬펐구요... 차를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

이 이제 갔다 댔더니, 그랬더니 바로 나오셔서 빼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저 철제 구조물을 보고 비어있어도 

못 는 거예요. 기득권자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집도 그렇고 주위에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그랬었어요.”(사례1)

“여기가 그 야간인데요. 야간에는 더 심하죠. 야간에는 차도 더 많아

서 술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좀 시간

이 한 열한시 열두시 정도 되면은 술 취한 사람들, 고성방가하는 사람

들...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시끌벅적한 동네이죠.”(사례4)

“이렇게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

예요... 저 자전거 세워져 있는 곳이 원래 저희 에어콘 실외기가 있던 곳

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이사 가자마자 판 

싸운 거예요. 사람들에 시선이 ‘저 집은 뭐야?’... 하면서 싹 탐색을 하는

데 그게 뭐 도와주려고 하려는 그 ‘서로 같은 동네라서 서로 같이 좀 살

아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만 약해보이면 바로 와서... 터치를 하려

는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람들 진짜 뭐냐... ” (사례6)

(2) 떨어져 나간 탯줄, 그러나 엄마의 주변에 다시 둥지를 틀고

가난한 엄마들은 유아를 양육하면서 공간적으로 원 가족과 분리되지 못한 그 공간에서 과거를 

살고 있고, 현재의 관계망에는 원 가족 이외에 아무도 없다. 가난한 여성에게 육아는 ‘내 안에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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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엄마를 만나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쓸모없는 나를 발견한다.’ 가난한 엄마들은 친정집을 

떠나지 못한다. 아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 물리적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는 것, 자라온 곳을 벗어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질 않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기도 하지만 

또 엄마로부터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떠나본 적이 없어 떠난다는 것에 한 

두려움은 상상보다 크다. 

이런 동네에서 이들은 양육도움을 매개로 친정집을 오가며 또는 어머니의 잦은 방문을 통해 끊임

없이 과거의 자기 자신을 만난다. 어린 시절 힘든 부모님의 삶을 알지만 그래도 맞으면서 성장한 자

기를 만나면 슬프고 그러면서 여전히 아이를 때리면서 양육하고 있는 자신이 미울 뿐이다. 잦은 싸움

을 하는 부모님의 여전한 부부싸움에서 어린 시절 불행했던 장면들과 다시 직면한다. 마치 자신이 친

정엄마의 죽음을 가져오는 암 덩어리 같기도 하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많은 꽃들 속에서 홀로 피어

있는 외로운 꽃같이 외톨이인 자기를 발견한다. 이들의 생활공간에서는 과거의 부모와 현재의 나의 

가족 이외에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래서 마치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살아내는 것과 같은 생활

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들은 ‘혼자서 관계를 회피하고 스스로 

갇혀 지낸다. 마치 감옥에 사는 느낌이다.’

“동네 가는 버스인데요. 저희 엄마집이랑 시 이랑 이거 타면 다 갈 

수 있어요.. 이 버스 하나로! 파란버스가 아니어도 이거 하나면 다 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용했던 교통수단이어서...” (사례2)

 

“저희 집이 비어있어요. 연립인데 지하인데 유리창을 주인할머니가 닦

아놓아서 비쳐 보이더라구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있는 그런 모

습이 저와 같았어요.”(사례1)

 “저 나무를 보면서 암 덩어리 같기도 하고요... 붙어있고... 저는 어렸

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려셨어요... 너

는 버는 돈을 다 의사한테만 갖다 준다고... 아...나는 너무 부모님한테 

힘들게 하는 존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중략) 근데 저걸 보면

서 아..나 같으다 하는 생각 많이 했어요......”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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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시소그네 만나기 전에 이불이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이예요. 시소와 그네를 만나기전에 사용했을 당시에는 몸에 욕창이 

걸리지 않을 정도만큼만 누워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번 씻고 나가지 않고... 그냥 저 베게에 

누워있고, 일자로 누워 있다기보다는 옆으로 다리를 구부리고 누워있

었을 거예요.”(사례3)

(3) 어둡고 위험천만한 음지의 자투리 공간, 아이들의 생활공간 

‘고된 노동의 아빠와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엄마의 그늘 속에서 노는 아이들’, 아이들의 아빠는 

부분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그로 인해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줄 마음의 여유와 몸의 조

건이 되질 못한다. 오랜 고립된 생활로 인해 무기력증에 젖어 있는 엄마는 외출이 적고 오히려 퇴근

하는 남편이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비좁은 집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쩌다 큰 맘 먹고 

나가도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손바닥 만 한 공간 하나 없는 우리 동네’는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

며 척박한 장소이다. 아이들의 생활공간은 엄마가 누워 지내는 이불, 지하로 통하는 다세 주택의 공

용주차장 입구, 그나마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넓은 장소는 지하주차장이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간은 다름 아닌 형마트의 카트기이다.

“어떤 곳이었나.. 두 번째는 같은 이불인데 좀 나아지니깐... 이불안에

서도 같이 장난도 치고, 우리아이들도 엄마가 집밖에 나가지 않으니깐 

이곳에서 그냥 노는거죠. 왜냐 애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아빠가 

오는 시각 외에는 그냥 집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거 밖에 없으니

깐....원래 일반적인 엄마들은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저는 안입혀요.. 입

기 싫으면 내비둬요..그것도 귀찮으니깐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거

죠.” (사례3)

“저 안쪽에 되게...저희 집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인데, 애들이 저 안

쪽에 들어가서 놀아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

느 순간 가서 보면 저기 들어가서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애

기는 저기에 들어가서 동네 애들하고 저기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동네 아이들하고 위험하기도 하고...”(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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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주차장에서 같이 찍은 거예요.. 자전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오락하는 

일 아니면 나가는 것 근데 나는 오락하는 거 싫어하고 나가는 거 귀

찮아하고... 자전거를 재활용센터에서 얻어 오고해서 그래가지고 타게 

됐어요.”(사례3)

“마트...카트요... 애들이 저거 타면 막 내리지 않으려고...그래가지고 

마트 갈 때마다 저거를 눈에 보이면 꼭 타야하니깐... 막 숨기고 싶었

던...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놀이터이자, 문화생활.. 애들이 저

거 타면 애들이 타지 않으면 안되는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은 놀이터이

자 문화생활..”(사례2)

(4) 철창 문 밖에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아

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은 철창 문 밖에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나 왠지 ‘주눅 들어 안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저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문이 잠겨 있더라구요... 어...그래서 ○○○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런가 봐요.. 여기서 봤을 때 안보 을 때 안보 는

데 한참 이쪽으로 비켜서 보니깐 이 안쪽으로 구름다리도 있고 그래서 직

원들이 들어가서 쉬는 곳이라서 그런가 봐요. ..”(사례1)

2) 다시 뿌리내리기(re-inhabitation): You are not alone

‘시소와그네’ 사업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변화는 아이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인 자신의 변화다. 바로 그토록 원망스럽고 미워했던 이들의 부모님과의 내면적 만남을 

통해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또 있는 그 로의 부모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의 부모님 또한 자녀의 달라진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원 가족관계 간의 회복은 자신에 한 

긍정적 힘을 받게 되고 ‘시소와그네’ 사업을 통해 ‘낯설지만 적극적인 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

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개인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으며 이들의 새로

운 관계망은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군락과 같이 비춰진다. ‘시소와그네’ 사업이 유아를 양육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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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엄마에게 준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관계망을 짜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시소와그

네’ 사업이 준 인생의 메시지는 바로 ‘You are not alone'이다. 이러한 내면적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새롭게 짜여진 관계망의 힘은 낯설기만 했던 동네에 스며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래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

(1) 원 가족관계의 회복

‘시소와그네’ 사업은 가족 자원이 열악한 유아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에게 양육의 지원자이면서 

원 가족관계의 회복제 역할을 하 다. 가족상담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족에 한 마

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것을 글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는 사이 아버지의 감춰졌던 사랑을 알게 되고 

엄마의 있는 그 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하게 된다. 원 가족관계를 회복한 이들은 더 이상 양이 

공급되지 않지만 붙들고 있었던 엄마와의 끊어진 탯줄을 내려놓고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그 손길을 아

이에게 향한다. ‘시소와그네’ 사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어린이 집에 한 정보를 제공 받

고 입소에 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아 양육에 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저희 아버지 같고 저희 큰 딸 같아요... 저희 아이 으면 수박 줬으면 

아이스크림 또 사내라고 저러고 있었을 거예요. 저걸...(목소리가 떨림)보

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음.. 이거를 그전엔 잘 몰랐는데 저희 가족상담

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안 오신다고 하면서 한 두 세 번 오셨거든요. 그

러면서 저도 아버지를 이해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에는 사랑

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구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

고 우리 아이 같고..”(사례1)

(2) 낯설지만 적극적인 나와의 만남,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군락

‘시소와그네’ 사업을 통해 유아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들은 적극적인 행동자세로 변화되고 예쁜 

것을 예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로 하여금 조금씩 엄마로

써의 존재감을 인정받게 된다. 동네에서도 ‘시소와 그네’ 사업 참여전과 달리 동네의 예쁜 곳을 찾아

보게 되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새겨지고 있음을 인지한다. 더 나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시야가 넓어

짐을 경험한다. 결국 집과 동네가 바뀐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의 힘이 커지는 변화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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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꽃인데요. 꽃 하나하나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같이 있어

서 더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는... 엄마들이나 뭐 전부다 개개인이 재능

이 있고, 소질이 있고 그런게 다 있는데... 발견해주지 못해서 소외 받고 

외면 받고... 시소와 그네 만나고 난 다음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아

름답게 필 수 있는 군락이 되었다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이 알고 있었

던 소질이라던지 그런걸 개발을 해서 아동요리 교사 하고 있거든요...” 

(3) 새로운 관계망 짜기

‘시소와그네’ 사업은 아는 이가 없고 친한 이가 없던 동네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들 간의 자조

모임을 만들어 주었다.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활동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며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기

쁨도 나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이제 동네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따뜻한 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엄마들은 이제, ‘You are not alone'을 실감한다. 

“저희 가면서 지하철 시청역 의자에 딱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나서 찍었거든요. 그러니

깐 그 전... 시소와 그네 만나기 전이랑 지금의 나의 변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분이요..” 

(사례2)

(4) 동네에 스며들기,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시소와그네’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찾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행동도 해본 엄마들은 서

서히 동네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문턱이 높아 주저주저 했던 어린이집도 아이에게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전 처음으로 아이의 머리를 깎기 위해 동네 미용실도 이용한다. 형 마트를 이

용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며 지역행사에도 참여한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여러 사회자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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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 집 가는 쪽에 개발하려고 해놨다가 지금 개발이 중지

가 되어있는 곳에 가림 막이 식으로 해놨는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이

렇게 좀 짠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는 그런 느낌.. 함께 

글라이딩을 하는.. 그러면서 아..그.. 짠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웃으면

서) 아 저 그림이.’ 상당히 좀 그 의미랑...같이 비상하는.. 비상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사례6)

“어딜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

으로 너무 나돌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첫 시도 어요. 동네 미용실

도 가보게 되었고, 아이한테는 첫 경험이자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

고...그전에는 아이가 둘이고, 연년생이구... 그래서 나가기가 힘들었고, 

신랑이 밤에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낮에는 자고 있고 애들 어린이집 

가면 저는 집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랬어요. 나갈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사례2)

3) 장소성의 회복(restoration): 내안에 피어난 새로운 장소, 우리 동네

이제는 우리 동네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나의 변화가 가져온 혁명(보는 눈이 달라짐)이며 

‘내 인생의 비상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된 것은 마치 기

분 좋은 무임승차를 한 느낌이다. 이제는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지역사회 안에, 우리 동네 안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자조모임, ‘육아 품앗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의 자원이다. 

이런 우리 동네는 내 안에 새롭게 피어난 새로운 장소이다. 

(1) 달라 보이기 시작함, 나의 변화가 가져온 혁명

유아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들은 ‘시소와그네’ 사업을 통해 오랜 고립된 생활과 이별하고 드디

어 집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혼자만의 일상생활 공간인 집에서 동네로 나오는 순간, 이들은 세상 밖

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이용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생활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2) 기분 좋은 무임승차, 네트워크 안으로의 편입

‘시소와그네’ 센터는 유아를 양육하는 가난한 엄마들에게 육아에 필요한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의 실타래를 풀어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다. 사회복지네트워크에 맞닿아 있을 수 있어 다

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게 되고 그전에는 언감 생심 엄두도 나지 않았던 병원의 의료네

트워크에도 선이 닿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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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술 전 진단할 때에 가서 얘길 했어요. 진단서를 달라 그랬더

니 왜 무슨 용도로 쓸려느냐 해서 이제 시소와 그네에서 뭐 이렇게 의

료비, 조금 수술비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그랬더니 

의사선생님 하는 얘기가 어 이거 실명예방재단에서도 이런 저기를 하

니까. 한 번 알아봐라... 근데 정말 그 실명예방재단을 가기 전에 시소

와 그네에서 얘길 안했으면 그 분들도 저희한테 얘기를 할 리가 없었

죠... 수술을 딱 한 거예요. 예. 정말 수술비 한 푼 안들이고.. 예.. 병원

비 한.푼. 안들이고 수술을 쫙 하고 나왔어요.”(사례6)

(3) 육아 품앗이 공동체

‘시소와그네’ 사업 참여 경험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결이 복지정보 연결의 시작점임을 알게 된다. 

이런 중요한 교훈은 이웃에게도 알려준다. 이러한 이웃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육아 품앗이 공동체 이

다. 이는 자조모임으로 자조모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해주는 가족 같은 품앗이 공동체이다. 

육아 품앗이 공동체를 통해 어른들끼리의 관계 확장 뿐 아니라 아이들 간의 소통의 공간이 확장됨을 

경험한다. 아이들은 육아 품앗이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고, 이 연결은 유아 시절만으로 끝나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어머니 학교 3기 저희 모인 엄마들이예요. 저희 어제 모임을 

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번 씩 모임을 꼬박꼬박 모이거든요.... 

정말 조금인데, 저희가 받은 만큼 돌려주자. 이래서 회비를 모아

서 일 년에 한번 씩 기부를 해요... 그래서 그 모아진 거에서 남는 

걸로 저희가 가끔 한번 씩 맛있는 데를 가요... 고민이 있었던 사

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저희 총무가 어머

니학교를 하면서 교수님이 말을 시켜도 말을 안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말을... 너무 재미있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 모임에 가면 편안함?...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저기 가면 항상 미소가 지어지는 곳이예요. 그러니

깐 저기도 시소와 그네에서 연결을 해줘서 몰랐던 사람들인데 알게 된 거죠...” (사례5)

(4) 지역사회를 나의 자원으로

도서관은 예전에도 바로 그 장소에 그 로 있었다. 하지만 ‘시소와그네’ 사업에 참여하기전에는 나

와 우리아이에게 힘든 장소 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은 편안한 장소가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도 그 전에 있는 줄도 몰랐다. 아무 상관없는 서비스 제도 다. 그런데 이제는 유아 자녀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자원으로 새롭게 읽혀진다. 방과 후 프로그램,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는 것은 엄두가 나질 않는 일이었다. 이제는 넓어진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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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은 뭐 비리비리하게 ‘집에 있어.’ 그러구(웃음). 저하고 이

제 막내하고 둘째하고... 큰 애는 또 자기 그 방과 후에서 가는 산에를 

꼭 가고 싶 요. 그래서 그럼 너는 가고 우리는 둘이 가겠다, 그래가

지고 갔죠. 재밌었 요. 예 그래서...” (사례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사진을 통해 공유하는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아통합지원 실천 참여자의 지역사회 실존적 경험에서 발견한 지역사회변화 인식을 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장소성의 발견으로 연구 참여자의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의미는 ‘주눅 들어 웅크리고 살아야 하는 의미 없는 공간’이다. 둘째, 다시 뿌리내리기

로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성과는 저소득․빈곤가정의 양육자에게 ‘You are not alone'이라는 체험을 

하게 하 다는 것이다. 셋째, 장소성의 회복으로 실천이후의 지역사회는 ‘그들 안에 피어난 새로운 장

소’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토보이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주거빈곤지역을 상으로 한 

지역사회개입 유아통합지원 실천을 제언한다. 아울러 거주지 분리심화로 인한 양육환경의 차별화와 

빈곤한 주양육자의 소외현상의 이슈도 함께 제기한다. 좀 더 시각을 확 하여 유아에 한 복지․

교육․의료가 결합된 사회적 보호 마련을 위한 제도적․실천적 역, 양육자를 위한 가족단위 임상적 

개입,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형성지원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유아통합지원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개입 실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실천이 아동과 가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소 상이하게 지역사회 개입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Roundtable on com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1997; Berlin et al., 2001; Leventhal et al., 1997)의 교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

회기반 실천은 단순히 유아 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확보, 확보한 자원 활용능력의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거주공간에 한 의미부여와 실천을 통해 생존터전으로서의 장소의 회

복, 그리고 이를 위한 투쟁을 통해 관계적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다시 획득하는 또는 지역사회라는 공

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재구성 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셋째, 유아통합지원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개입 실천의 내용을 포토보이스 연구결과를 문순홍

의 ‘생물 지역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이상헌, 2011),  다음의 세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

계는 지역사회에 한 무장소성(non-place)의 발견 즉, 지역사회에 한 반성적 고찰(reflection) 단계

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를 다시 되돌아봄으로써 시작된다. 지역사회와 그동안 그 속에서 살았던 

나 자신, 우리 가족,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성찰해보는 것이다. 특히 원 가족을 포함한 양육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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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관계망, 또는 유아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 속에서 지역사회가 어떠했는지 그 생활세계와 의미

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에 재정착(re-inhabitation) 하는 단계이다. 이는 거주지 선택과정에서 소

외되었던 주거권 및 양육권 회복의 맥락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빈곤한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그 속에 사는 양육자와 유아 자신의 욕구와의 적합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지점을 지역사회 안에서 찾도록 지원하는 실천을 통해 가능해진다. 어떻게 이

러한 실천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의 실천을 해야 하는지 등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그 속에서 창출되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의 장소성을 회복(restoration) 하는 단계이다. 이는 새로운 장소의 주인이 

되는 즉, 장소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공동체 성원이 서로서로 책임을 지면서 공동체와 지역사회 자원

간의 공동체적 관계의 복원을 말한다. 

넷째, 이러한 지역사회변화 주체세력인 ‘양육품앗이’에 한 지원을 제언한다. 양육품앗이 조직화는 

주양육자의 양육소외를 극복하고 공유정체성(shared identity)(문혜진, 2011)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와

의 연 와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가능케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자본을 형성시켜 주는 실천의 맥

락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Brown and Richm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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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hange Perceived by participants in the Integrated 

Program for Early Children Development with Low-income Families 

Using Photo-voice Method
: Centered on the Case of 'Seesaw and Swing'

Hong, Hyunmeera

(Jeonju University)

The article attempts to explore community change perceived by participants 

result from The Integrated Program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a program 

operated by the Community Chest. The participants expressed and shared their 

experiences through photos and discussions using the Photo-voice method under 

the theme of 'community life, its meaning and change'.

The main themes were 1. In the past, 'community life,' non-meaningful space; 

2. Now, we have shared identity, 'You are not alone'; 3. Our village which is a 

new place in my life. The article also may suggest issues on both community 

intervention for early children development program and  organization for 

fosterers as social capital. Additionally, photo-voice method enabled participants 

to find the way to restructure their community from non-place to place. There 

were three stages, the first was to reflect on their community, the second was to 

re-inhabit in the community, and the last was to restore the community. 

Key words: community change, photo-voice, early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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